원숭이두창 백신
자세한 정보

백신 관련 정보:
JYNNEOSTM 백신은 미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사람에게 투여하도록 허가 받은 현재 유일한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만 18세 이상 성인과 특정 상황에서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JYNNEOS (진네오스) 백신에는 인체에서 복제할 수 없는
생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백신이 귀하를 감염시키거나 귀하에게 전염성을 갖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백신은 4주간 간격으로 2회 투여됩니다.
현재 미국 내 진네오스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몇 주에서 몇 개월 이후에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 자격 요건:
공중 보건국은 제한된 백신 수량으로 인해 현재 선정된 고위험군에게만
원숭이두창 백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최신 백신 접종 자격 요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세요.

원숭이두창에 이미 감염되었거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유증상자는 주치의와 상의하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2-1-1로
전화하세요. 또한, 주치의가 없는 사람 중 생식기 부위 또는 항문 주변에
발적이 발생한 분들은 공중 보건과 성전문 보건 클리닉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 publichealth.lacounty.gov chs SexualHealthClinicSchedule.pdf)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진네오스를 접종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발열, 피로감, 분비선 부어오름, 백신 접종 부위의 발적 및
가려움 등의 가벼운 부작용만 겪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전에 백신을 접종 여부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시기: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원숭이두창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원숭이두창에 노출된 날짜로부터 4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노출 후 4~14일 사이에 백신을 접종 받는 경우, 원숭이두창의
증상을 줄일 수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2차 백신을 접종 받은 이후로 2주가 경과된
후에 보호 기능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물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공중 보건국은 1차 원숭이두창 백신의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원숭이두창 백신을 접종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백신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 보건국에서
1차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도 2차 백신을 투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원숭이두창 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신 정보 시트(Vaccine Information Sheet, VIS)를 참고하세요.
천연두/원숭이두창 백신(JYNNEOS): 알아둬야 할 사항
(https://www.cdc.gov/vaccines/hcp/vis/vis-statements/smallpox-monkeypox.pdf).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국 원숭이두창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백신 접종 자격 조건 및
접종 가능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원숭이두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ph.lacounty.gov/Monkeyp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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